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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[A1] Specification Review 
※ OOPT stage 1000 부터 2040 까지의 specification 은 이미 1st system testing report 에서 다루면서 

review 를 진행했고 수정된 것을 확인했으므로 stage 2050 과 2060 에 대해서만 진행. 

Stage Page Review 

2051 16 문서에서 다뤄진 class 의 method 가 실제 code 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

해 적다. 

2051 18 문서에서 다뤄진 class 의 method 가 실제 code 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

해 적다. 

2051 22 문서에서 다뤄진 class 의 method 가 실제 code 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

해 적다. 

2051 25 Class 이름이 중복되어 있고, class 의 method 가 따로 적혀있지 않다. 

Class 의 이름은 같으나 설명이 서로 다르다. 통일할 필요가 있다. 

2051 26 문서에서 다뤄진 class 의 method 가 실제 code 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

해 적다. 

2051 32 문서에서 다뤄진 class 의 method 가 실제 code 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

해 적다. 

2051 41 문서에서 다뤄진 class 의 method 가 실제 code 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

해 적다. 

2051 47 사용되지 않는, code 상에서 주석처리 된 method 에 대한 설명이 존재

한다. 

2051 49 문서에서 다뤄진 class 의 method 가 실제 code 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

해 적다. 

2063 123~134 Test case 의 description 이 구체적이지 않다. 

‘정상적’, ‘제대로’와 같은 명확한 설명이 없는 단어들이 사용된다. 

 
 

  



2. [A1] System Testing 

 

1. Category-Partition Testing 

※ 지난 test 의 test result 와의 비교를 위해 test case 는 그대로 사용 

Group Category Value Constraint 

State State 

TimeKeeping [property TimeKeeping] 

SetTime [property SetTime] 

SetTimer [property SetTimer] 

StartTimer [property StartTimer] 

ResetTimer  

PauseTimer [property PauseTimer] 

StartStopWatch [property StartStopWatch] 

PauseStopWatch  

ResetStopWatch  

RecordStopWatch [property RecordStopWatch] 

DisplayRecord [property DisplayRecord] 

SetAlarm [property SetAlarm] 

DisplayAlarmList [property DisplayAlarmList] 

SetInterval [property SetInterval] 

SetVolume [property SetVolume] 

SetDDay [Property SetDDay] 

Input Input 

StartButton [if TimeKeeping][error][else] 

ResetButton [if TimeKeeping][error][else] 

SelectButton  

ModeButton  

ModeLongPress [if TimeKeeping][error][else] 



SelectLongPress 
[if TimeKeeping || DisplayRecord || 

DisplayAlarmList || SetDDay] 

TimeOut 
[if TimeKeeping || StartTimer || 

StartStopWatch][error][else] 

Values 

Year 
20~99 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DDay] 

Else 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DDay][error] 

Month 
1~12 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DDay] 

Else 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DDay][error] 

Date 
1~31 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DDay] 

Else 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DDay][error] 

Hour 

0~23 [if TimeKeeping || SetTime] 

0~99 

[if SetTimer || StartTimer || StartStopWatch || 

RecordStopWatch || DisplayRecord || 

SetAlarm || DisplayAlarmList] 

Else 

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Timer || 

StartStopWatch || RecordStopWatch || 

DisplayRecord || SetAlarm || 

DisplayAlarmList][error] 

Min 

0~59 

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Timer || 

StartTimer || StartStopWatch || 

RecordStopWatch || DisplayRecord || 

SetAlarm || DisplayAlarmList] 

Else 

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Timer || 

StartTimer || StartStopWatch || 

RecordStopWatch || DisplayRecord || 

SetAlarm || DisplayAlarmList][error] 

Sec 0~59 
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Timer || 

StartTimer || StartStopWatch || 



RecordStopWatch || DisplayRecord || 

SetAlarm || DisplayAlarmList] 

Else 

[if TimeKeeping || SetTime || SetTimer || 

StartTimer || StartStopWatch || 

RecordStopWatch || DisplayRecord || 

SetAlarm || DisplayAlarmList][error] 

AlarmNum 

0~10 
[if TimeKeeping || SetAlarm || 

DisplayAlarmList] 

Else 
[if TimeKeeping || SetAlarm || 

DisplayAlarmList][error] 

RecordNum 
0~10 [if RecordStopWatch || DisplayRecord] 

Else [if RecordStopWatch || DisplayRecord][error] 

DDayNum 
0~999 [if TimeKeeping || SetDDay] 

Else [if TimeKeeping || SetDDay][error] 

IntervalNum 
1~3 [if SetInterval] 

Else [if SetInterval][error] 

VolumeNum 
0~4 [if SetVolume] 

Else [if SetVolume][error] 

Buzzer Set 
[if SetTimer || PauseTimer || SetAlarm || 

DisplayAlarmList || SetInterval || SetVolume] 

All Test Cases = 16*6*2*2*2*3*2*2*2*2*2*2*2*2 = 294,912 

Test Cases With Constraints = 94 





 
Test Result : 94/94 = 100% passed 
  



2. Pair Wise Testing 

※ Categorized Properties Based  

 

Test Result = 72/85 = 84.7% Passed  



3. Brute Force Testing 

 



 
Test Result = 75/77 = 97.4% Passed 

※ Category-partition testing 과 pairwise testing 에서와는 달리 더 디테일한 test case 를 적용했기 때

문에 테스트의 pass/fail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.  



3. [A1] Static Analysis 
※ Sonarqube 자체 Rule set 과 PMD, Checkstyle 의 Rule set 에서 유용한 룰을 골라 모은 Profile 이 

적용되어 있다. 

 

1) jenkins 에 연동되어, build 가 성공하면 sonarqube 에서 static analysis 를 진행한다. 

(github push→jenkins build→sonarqube static analysis 순서) 

Overview 탭에서는 새로 build 된 code 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. 

 

  



2) code 탭에서 전체 code 에 대한 analysis overview 를 확인할 수 있다. 

 
  



3) 각 code file 에 대한 reliability 를 볼 수 있다. 

Bug 가 많이 있는 file 의 개수가 적고 reliability level 도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, 현재 상황에서는 

그래도 잘 구현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. 

 
  



※ 각 code file 별 유의미한 static analysis result 

 



 
 

GUI 특성상 code 중복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analysis 에서 제외하였다. 

Minor 한 문제들이나, 중요하다고 쓰여있지만 실제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

것들도 제외하였다. sonarqube 상에서 감지된 code smell 은 1200 개 가량 되지만, 실제 

code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유의미한 분석 결과들은 위에 작성한 표 정도의 양으로 

정리될 수 있다. 

 

단, 표에 담지 못한 내용 중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. 

바로 ‘너무 복잡한 상속 구조’인데, 이럴 경우 하나의 코드를 수정하면 연관되어 있는 나머지

코드도 전부 찾아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, 디버깅을 할 때에도 하나의 코드를 

수정하기 위해 상속 관계에 있는 수많은 클래스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. 

즉,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, 너무 복잡한 상속 

구조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. 


